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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gor Stravinsky의《Suite Italienne》

for Violoncello and Piano

작품분석 및 연주방향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첼로 전공 

정  은  주

20세기에는 이전 여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 사조가 나타났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은 명확하게 그것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특성과 성향에 있어서 다양함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음악 조류 속에는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양식의 혼합

이 나타난 신고전주의(Neo-classicism)가 포함되어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음악계에서는 인간의 가능성과 감정표현을 중시하는 낭

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낭만주의 작품들은 해석의 주관성과 

모호함, 그리고 ‘감정과다’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낭만

주의 음악의 난제는 당시 일부 작곡가들로 하여금 다시 고전의 전

통적인 양식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흐름은 음악계에서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3-1971), 프



로코피에프(Sergey Prokofiev, 1891-1953), 힌데미트(Paul Hindmith, 

1895-1963)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신고전주의’ 조류의 형태로 나

타나게 되며 전통적인 양식과 새로운 현대적 음악 기법의 결합의 형

태로써, 신고전주의는 20세기의 대표적 사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출생의 작곡가로, 20세기 전반에 걸쳐 그

의 음악에서는 여러 음악적 경향이 나타난다. 그의 다양한 음악적 

경향은 특징적인 사조로 구분되는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

으며, 제 1기는 러시아 민족주의 시기(Russian  nationalism, 1882-1913), 

제 2기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1913-1951), 제 3기는 음렬주의 시

기(Serialism, 1951-1971)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2기에 해

당하는 신고전주의 시기에 작곡된 발레음악 《Pulcinella》(1920)의 첼

로와 피아노 연주로 편곡된 5곡으로 된 모음곡인 《Suite Italienne》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 분

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주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Suite Italienne》for Violoncello and Piano”는 고전적이고 전

통적 형식인 2부분(A-B)과 3부분(A-B-A') 형식을 취하면서 형식의 

간결성을 보인다. 조성 관계에서도 전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제 2곡인 ‘Serenata’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4곡이 모두 장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곡 중의 전조 또한 주로 관계조로의 전조를 한다

는 점에서이다. 또한 선율이나 리듬, 박자 등 음악적 요소에서도 큰 

변화보다는, 몇 군데의 부분에서만 마디의 축소나 첨가 등이 보여진

다. 이는 스트라빈스키가 과거의 음악 어법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

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생애와 그의 작품세계를 알아보

고, 특히 다양한 양식을 넘나들면서 변신을 시도하였던 스트라빈스



키의 음악적 성향 3기의 구분을 토대로 각각 시기의 음악 성향들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작품세계를 살펴볼 것이다. 후 3장에서 진행되는 

악곡분석에 앞서 이 곡의 원곡인 발레음악 《Pulcinella》의 특징과 

배경을 알아보고, 스트라빈스키의 《Suite Italienne》에 대한 해석과 

연주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Suite Italienne

학번 : 2013-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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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 -1971)는 20세기 현대음악을 

구축한 작곡가로, 1882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1900년 초반부터 1970

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여러 음악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적 

경향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제 1기에 해당하는 

러시아 발레음악의 시기는 러시아의 민속적인 음악을 작곡한 시기

였다. 1기에는 원시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작품들이 속하며, 혁신적

인 곡풍을 풍긴다. 제 2기는 신고전주의 음악을 작곡한 시기로, 이 

시기의 곡들은 과거의 요소를 조금 변형시킨 형태와 현대적 음악 

어법의 형태가 새롭게 결합하여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제 3기

는 음렬주의의 시기이며 쇤베르크의 영향을 받아 12음 기법을 실험하

고 수용한 음악이 이 시기에 포함된다.

   20세기는 문화와 예술 방면에서 역동적인 때였다. 음악사적으로

도 많은 작곡가들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행하였던 시기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를 긍정

적으로 바라보았다. 음악계도 이러한 시류를 따라 인간의 가능성과 

감정표현을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사라지게 만들었

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낭만주의가 점차 막을 내리고 신고전주

의(Neo-Classicism)가 출현하게 된다. 

   1920년대 초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신고전주의는 

17, 18세기의 음악 양식과 20세기 음악 어법을 접목하는 새로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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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다. ‘새로움’(Neo)과 ‘고전’(Classic)이라는 합성어에서 알 수 있듯

이 고전 음악 양식을 현대적인 음악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음악이다. 이 

시기 활동한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와 프로

코피에프(Sergey Prokofiev, 1891-1953),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 등이 있다. 특히 스트라빈스키는 후기 낭만주의와 차별화

된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음악양식을 선보이는 작곡가였으며, 20세

기의 전반적인 문화와 음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발레, 

오페라, 오라토리오, 실내악,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가곡, 합창과 

미사등 거의 모든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작곡 활동을 했다.

  스트라빈스키는 1920년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띤 발레음악 

《Pulcinella》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그의 음악적 경향 세 가지 

중 2기에 해당하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Pulcinella》는 러시아 발레단(Ballets Russes) 단장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 1872-1929)의 의뢰로 페르골레지(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의 작품을 재창조한 곡이다. 

   《Suite Italienne》은 발레음악인 《Pulcinella》를 편곡한 곡으로, 

편곡본에는 총 7개의 버전(version)이 존재하는데, 그 중 “《Suite 

Italienne》for Violoncello and piano”는 1932년, 첼리스트 피아티고

르스키(Gregor Piatigorsky, 1903-1976) 와 스트라빈스키가 공동으로 

작업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개 모음곡이다.

   본 논문은 Violoncello와 Piano를 위해 편곡된 《Suite Italienne》

의 분석을 통해 스트라빈스키의 작곡경향 중 제 2기 신고전주의적 

특징을 연구하고, 악곡분석을 토대로 연주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연

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

라 작품분석에 앞서, 먼저 스트라빈스키의 생애와 작품세계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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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곡은 5곡

의 Suite로 이루어져있는데, 각각의 Suite가 갖는 형식과 구조, 조성 

그리고 악곡의 특징 등의 거시적 측면을 살펴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각의 예시를 들며 리듬, 화성 진행, 기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를 바탕으로 연주자가 스트라빈스키의 

《Suite Italienne》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연주 방향

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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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트라빈스키의 생애와 작품세계

1. 스트라빈스키의 생애

20세기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명인 스트라빈스

키는 1882년 6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근

교 오라니엔바움(Oraniyenbaum)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페테

르부르크 궁정 오페라단의 베이스 가수로, 스트라빈스키가 음악의 

길로 들어서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스트라빈스키는 1891년 9세

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즉흥 연주를 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으며 

화성법과 대위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적 환경이 좋은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트라빈스키의 부모는 아들이 음악

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부모님의 권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

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게 되지만, 법학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스트

라빈스키는 연주회에 다니면서 음악에 더욱 뜻을 두게 되었다. 그는 

결국 음악가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못해 21세에 법학을 그만두고 러시

아 5인조 중 한 사람이었던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에게 작곡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에 뿌리를 둔 음악을 국제적인 것으

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1) 그는 러시아 음악을 서구

의 음악과 접목시켜 국제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자신이 가지

고 있던 러시아 민족주의의 정신과 기법뿐 아니라 관현악을 다루는 

1) 이석원, 『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서울: 심설당, 201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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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 등을 스트라빈스키에게 전수하였다. 스트라빈스키는 림스키-코

르사코프의 제자로 3년간 작곡법과 관현악법 등 본격적인 음악 공

부를 하면서 작곡가로서의 소양을 키웠다. 림스키-코르사코프 이외에도 

다른 러시아의 음악가인 무소르그스키(Modest Petrovich Mussorgsky, 

1839-1881)나 차이코프스키(Peter Iljitsch Tschaikovsky, 1840-1893)는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스트라빈스키는 1908년 관현악곡 《불꽃》(Fireworks, Op. 4, 1908)

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디아길레프를 

만나게 된다. 디아길레프는 러시아 발레단인 발레뤼스의 총감독으로, 

당시 발레 음악을 작곡할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 그는 스트라빈스키

의 음악에 커다란 감명을 받아 발레 《불새》(The Firebird, 1910)의 

음악을 의뢰하게 된다. ‘불새’는 파리에서 초연되었으며 이 작품을 

계기로 스트라빈스키는 음악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였다. 1911

년, 그는 파리로 이주하여 《불새》에 이어 《페트루슈카》(Petrushka, 

1911)를 발표해 대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파격적인 음악 양식으로 당시

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봄의 제전》(Le Sacre de printemps, 

1913)의 초연은 파리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디아

길레프의 위촉을 받아 작곡된 3개의 발레음악 《불새》, 《페트루슈

카》, 《봄의 제전》(Rite of Spring, 1913)은 스트라빈스키의 중요한 초

기 작품들이자, 그를 대표하는 발레음악 작품이 되었다.

1914년에 발발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매

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를 떠나 어

려운 상황에서도 중립국인 스위스 등지를 전전하며 작품 활동을 지

속하였다. 이어서 시작된 1917년의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인해 그는 

1920년에 다시 파리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고, 그 무렵 그의 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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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 라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발표한 《병사의 이야기》(The Soldier's Tale, 1918)와 

《풀치넬라》는 스트라빈스키가 본격적인 신고전주의 음악을 시작

한 작품이라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연이어 발표한 《결혼》(The 

Wedding, 1923),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Concerto for 

Piano and Wind Instruments, 1923-1924), 《피아노 소나타》(Sonata 

for piano, 1924), 《오이디푸스 왕》(Oedipus Rex, 1927), 《시편 교

향곡》(Symphony of Psalms, 1930) 을 통해 스트라빈스키는 당대의 

주류 음악가로도 발돋움하게 되었다.

1940년 스트라빈스키는 제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떠나 

새롭게 정착하였다. 그는 신고전주의를 계속 고수하다가 1951년 오

페라 《난봉꾼의 행각》(The Rake's Progress, 1951)으로 신고전주의

의 절정기를 보였다. 1952년부터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받아들이

면서 새로운 국면에 다다랐다. 이 시기에 그는 12음 기법을 사용하여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칸티쿰 사크룸》(Canticum Sacrum, 1955), 

《아곤》(Agon, 1957), 《설교, 설화 및 기도》(A Sermon,a Narrative 

and a Prayer, 1961), 《아브라함과 이삭》(Abraham and Issac, 1963) 등

의 작품을 남겼다. 

   1962년, 스트라빈스키는 고국을 떠난 지 48년 만에 러시아를 재

방문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지휘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하게 된다. 이후 스트라빈스키는 녹음 작업을 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지휘하며 여생을 보냈다. 1967년, 스트라빈스키의 건강이 급속히 악

화되기 시작하고, 그 해에 《풀치넬라 모음곡》으로 마지막 연주회

를 가진 스트라빈스키는 말년까지 투병 생활을 하다 1971년 4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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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뉴욕에서 89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미국이 아닌 디아길레프

의 묘가 있는 베네치아의 산 미켈레 성당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으

며, 그의 유해는 후에 베네치아로 옮겨져 디아길레프 옆에 묻혔다. 

2.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세계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경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세 시기

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는 러시아 민족주의 시기2), 또는 민족주의적 

원시주의(1908-1913년)라고 일컫는 시기이며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과 

다채로운 오케스트라 양식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의 대표작인 

3대 발레곡 《불새》,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이 속한다.

스트라빈스키는 《봄의 제전》을 작곡한 이후 전쟁을 겪으면서 

작품 활동에 위기를 겪게 된다. 전후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혼란하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시기였다. 이는 낭만주의가 저물고 신

고전주의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음악 내적인 개념들, 즉 음악

의 구조나 형식 등이 더 중요시되었고 객관성과 형식미, 감정의 절

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주의적 개념의 미를 추구하는 신고전주

의가 등장하게 된다.3)

스트라빈스키는 이 시기에 대편성 관현악곡 작곡을 그만두고 짧

은 형식의 기악곡, 짧은 노래, 단순한 춤곡 등을 작곡하면서 신고전

2) Donald J.Grout,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민은기 외 번역 (서울: 이엔비플러스, 

2013), p. 267.

3) 이석원, 『현대음악: 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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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로 전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곡경향의 변화로 인해 그 자신

의 음악사에 있어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후 그는 단순한 예술 자체

로서의 음악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관념이 소위 신고전주의자로

의 변화를 유도해내었다.4) 신고전주의자로서 스트라빈스키는 과거의 

음악 형식으로 예술을 통제해야 곡 안의 음들을 더욱 구조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여 낭만주의의 감정적인 선율을 거부하고 고전시기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그의 단행본인『음악 

시학(Poetics of Music)』에서 ‘예술이 통제되고 제한될수록 그만큼 

더욱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며 낭만주의의 주된 특징인 음악으로 감

정을 나타내고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

았다. 이로써 그는 반-낭만적(Anti-Romanticism), 반-표현적인

(Anti-Expressionism) 신고전주의자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낭만주의

의 대안으로써 패러디(Parody)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요소를 약간 변형시켜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를 스트라빈스키의 ‘제 2기’라고 분류한다. 

다음은 제 2기에 만들어진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작품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신고전주

의 작품으로는 《병사의 이야기》, 《결혼》, 《풀치넬라》 등이 있

다.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전환기에 속하는 작품인 《병사 이

야기》는 많은 음악가들이 재즈(Jazz)와 춤음악에 주목하고 그것을 

작곡에 반영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의 유행이 반영되

기도 한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행진곡, 탱고, 왈츠, 코랄 등의 

짧은 형식을 나열한 일종의 모음곡으로 해설자, 마임이나 춤 동작으

4) 오희숙, “음악의 전통과 진보: 신고전주의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1992), p. 

158.



- 9 -

로 전개되며, 7개의 악기(클라리넷, 파곳, 트럼펫, 트럼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타악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바흐 풍의 코

랄과 비슷하게 모방하는 부분에서 신고전주의의 영향이 나타난다.5)

또한 《병사 이야기》는 3명의 연기자와 1명의 무용수가 등장하는

데, 7개의 악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현악이 아닌 소규모 

관현악곡으로 연주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또 발견된다. 

《병사 이야기》가 신고전주의로의 전환기라면 《풀치넬라》는 

스트라빈스키가 신고전주의자로 각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작품이

다. 18세기 초, 나폴리의 작곡가 페르골레지의 첫 번째 주제인 Trio 

Sonata에서 빌려온 소재를 기초로 작곡한 발레곡 풀치넬라는 페르골

레지의 멜로디를 인용하였는데, 저음성부는 그대로 두면서 화성과 

관현악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중간에 불협화음 등을 삽입하면

서 스트라빈스키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다. 초기 작품인 

《봄의 제전》과 비교해 훨씬 축소된 악기편성으로 되어있는데, 몇 

명의 독창자와 독주자, 현악기 그룹과 작은 규모의 목관악기들만이 

필요한 소규모 관현악곡이다. 그는 이러한 음악 작품들을 통해 옛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는데 일조하였고, 이것은 20세기 

음악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6)

초기 신고전주의의 다른 작품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관현악곡인 

《결혼》은 7명의 연주자만이 필요하며 4대의 피아노와 타악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관현악을 실현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불협화음과 오스티나토가 지배적이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는데, 이 또한 신고전주의의 전통적 음악어법 수용이라는 특징을 엿

5) E.Salzman, 『20세기 음악사』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8), p. 60.

6) 오희숙, “20세기 음악의 이해,” 『음악과 민족』 6(1993),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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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단순한 관현악을 벗어나 가사가 있는 합창의 영

역까지 확장한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교향곡》(Symphony of Palms, 1930)

은 신고전주의의 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전통적 음악어법인 대위법을 적용하고, 이중 푸가를 2악장에 사용하면서 바

흐의 음악 양식을 계승한 점이 발견된다.

1940년, 스트라빈스키는 2차 세계대전을 피하고자 미국으로 망명을 하

였는데, 이 시기에 작곡된 곡들은 대부분 신고전주의에 해당한다. 시카고 

미술관에서 호가스(David Hogarth)의 작품을 우연히 본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판화에 감명을 받아 작곡한 오페라 《난봉꾼의 행각》은 관현악을 

성악 반주만을 위해 사용한 점과 퍼셀(Henry Purcell, 1659-1695)과 헨델

(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의 작품 양식을 모방한 점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1951년 ‘베네치아 국제 현대음악제’에서 

<난봉꾼의 행각> 을 직접 지휘하면서 그 자신과 더불어 신고전주의의 건

재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신고전주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부각되

면서 여러 음악가들이 다양한 시도와 모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즉, 스트라빈스키는 감정의 과다한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적 절대음악을 추구함으로써 과거의 양식과 재료를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신고전주의 음악 양식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20세기 현대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제 3기는 음렬주의 시기(1954-1968)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실험적으로 자신의 곡에 넣어 작곡하기 시작하였고, 음악 양식을 급진적으

로 변화시켰다. 자신의 양식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킨 12음 기법의 사용

은 그의 후기 작품의 특징이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7중주곡》

(Septet, 1952)과 《칸타타》(Cantata, 195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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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uite Italienne》for Violoncello and 

Piano 분석 및 연주방향 제안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Suite Italienne》의 

작품 배경과 작품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어법과 특징을 살펴보려 한

다. 그 뒤에 이어, 이 작품의 형식구조 등을 알아보며 악곡 분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른 연주방향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발레곡《Pulcinella》

   발레음악《Pulcinella》는 스트라빈스키의 3개로 나뉘는 음악적 

경향시기 중에서 제 2기인 신고전주의 시대에 속한다. 이 작품은 그

의 작곡 색깔이 변하는 시기에 쓰여진 곡으로, 신고전주의적 작곡 

기법이 녹아들어있는 실험적인 작품이었다. 1923년경부터 신고전주

의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스트라빈스키가 풀치

넬라를 통해 초기 신고전주의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서는 17-18세기 시대의 선율적 진행이나 지속음 사용 등을 통해 전

통적 음악어법을 차용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특히 바로크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빠른 박자 사용과 전통적 화성진행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예전 시대의 음악 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풀치넬라’란 어릿광대를 뜻하는 단어로써, 대개 크고 비뚤어

진 코를 가진 추남에 민첩성과 재치, 잔인성, 어리석음, 자만성, 소

심함을 지닌 자를 뜻한다. 풀치넬라는 해학과 풍자를 나타내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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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물들에다가 즉흥성을 가미한 코미디극으로, 스트라빈스키는 

극과 발레를 접목하여 음악을 붙였다. 극의 내용은 읍내의 모든 여

자들이 광대 풀치넬라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질투를 느껴 

미쳐버린 4명의 청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풀치넬라의 변장, 죽음과 

부활, 여러 명의 가짜 풀치넬라, 전형적인 마술사 포르보의 교묘한 

술수 등의 복잡한 과정을 겪고 나서 4명의 청년은 마침내 자연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풀치넬라는 핌피넬라와 결혼하여 행복한 결

말을 맺는다는 내용이다. 각본은 17세기에 생겨나 모든 극장의 오락

에 영향을 끼쳤던 이태리 코미디(Commedia dell' Arte)의 시나리오의 

유행에 따른 것이었다. 

   발레음악 《풀치넬라》는 다른 여러 악기를 위한 연주회용으로 

재구성되어 연주되기도 하였는데, 총 7개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1920년에 쓰인 모음곡 《풀치넬라》는 소규모 관현악을 위한 곡이

고, 같은 해에는 5개의 쉬운 피아노 편곡집 (four hand)이 나왔다. 

1924년엔 발레의 기악부분으로 바꾼 오케스트라 버전이 등장하였다. 

1926년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이 작·편곡되었으며,7)

1932년에는《Suite Italienne》로 재편곡된 버전의 곡이 등장하고 첼

로와 피아노를 위한《Suite Italienne》가, 이어서 6개의 악장으로 구

성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Suite Italienne》가 발표된다. 1924

년의 작품을 8개의 곡으로 편곡한 것을 마지막으로, ‘풀치넬라’의 

새로운 편곡 버전은 끝이 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곡 중에서 5개

의 곡으로 이루어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Suite Italienne》를 분

석하고자 한다.

7) 유승희, “Igor Strvinsky 신고전주의 발레음악 <Pulcinella>, 페르골레지의 음악

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 8.



- 13 -

2. 작품 배경 및 특징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Suite Italienne》의 원곡인 《Pulcinella》

는 러시아 발레단 단장 디아길레프의 의뢰로 페르골레지의 작품을 

재창조한 곡이다.  그 중 페르골레지의 두 개의 희극 오페라인 《로 

프라테 나모라토》(Lo frate 'nnamorato, 1732), 《일 플라미니오》(Il 

Flaminio, 1735)에서 성악곡을 가져왔으며, 이탈리아 갈로(Domenico 

Galo)의 트리오소나타에서는 기악곡을, 바세나르(Unico Graf von 

Wassenser, 1672-1766)와 몬짜(Carlo Ignazio Monza, 1735-1801)의 작

품도 사용하였다.8) 총 21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원곡을 5개의 악장으

로 축소하여 편곡한 곡이다. 선율이나 리듬, 박자 등 음악적 요소에

서의 큰 변화보다는 몇 군데의 부분에서 마디의 축소나 첨가 등이 

보여진다. 악장의 진행구성은 원곡의 서곡이 편곡된 Introduzione을 

시작으로 Serenata, Aria, Tarantella, Minuetto e Finale 순서로 총 5곡

의 구성이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는 스트라빈스키의 다른 신고전주의적 작품들

과 같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기법과 양식들을 차용했다는 점이

다.9) 오스티나토10)와 대위법적 진행 뿐만 아니라 17세기 프랑스 음

악의 연주관습적 특징인 불균등한음(note inegal)11)과 과음적 붓점

(over dotting)12)도 나타난다. 스트라빈스키는 17세기의 특징적 리듬

8)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미학』 (서울: 심설당, 2004), pp. 448-449. 

9)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탄테 스타일로 작곡 되었

다.

10) 오스티나토(ostinato): 어떤 파트가 같은 높이로 일정한 음형을 반복해서 연주하

는 방식.

11) Note inegal: 주로 프랑스 음악에서 구사된 한 쌍의 같은 리듬을 비균등하게 연주

하는 방식

12) Over dotting: 느린 곡에서 점이 있는 음표는 과장되게 길게 하는 반면 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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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붓점 리듬을 그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사용하였는데, 그가 주장했

던 ‘바흐로 돌아가자’라는 표어에서도 그가 바로크 시대의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18세기의 특징적 리듬은 고

전주의 시대의 리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전반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서곡(french overture)에 나타나는 붓점 리듬을 뜻하

는데, 프랑스 서곡은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와 발레, 칸타타에 붙여진 

관현악 곡으로 유려한 선율이 특징이었던 이탈리아 서곡과는 구분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시 서곡은 느리고 호모포닉(Homophonic)13)

한 첫 부분과 보다 빠르고 모방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빠른 

부분이 끝난 후 처음의 느린 부분으로 돌아가서 연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되돌아가는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총 세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었는데, 프랑스 서곡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부분의 느리고 

장중한 분위기의 붓점 리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때로 행진곡 같은 분

위기로 작곡되기도 하였다.14) “《Suite Italienne》for Violoncello and 

Piano”에서도 프랑스 서곡의 첫 부분과 비슷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

다. 주제 선율에 제시되는 첼로 음형에서 붓점 리듬이 주요하게 사용되

며, 피아노의 반주에서 등장하는 당김음(syncopation)은 고전시대 음악

어법에서 발전된 스트라빈스키만의 리듬 어법이 발견되는 부분이다.  

아래는 “《Suite Italienne》for Violoncello and Piano”의 전체 

악곡 분석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1)

는 음표는 아주 짧게 연주하는 방식

13) 호모포니(Homophony): 어떤 한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다른 성부는 그것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형태의 음악양식

14) Carr, Multiple Masks : Neoclassicism in Stravinsky's Works on Greek 
Subject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2),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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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빠르기 조성 박자 마디

Introduzione Allegro Moderato G Major 4/4 45

Serenata Larghetto c minor 12/8 32

Aria Allegro alla breve

G Major →

E♭M → 

e♭minor

2/2

3/8

107

69

Trantella Vivace B♭Major 6/8 158

Minuetto e 

Finale

Moderato Molto 

Vivace

F Major →

C Major

3/8

2/4

61

137

< 표 1 > “《Suite Italienne》 for Violoncello and Piano” 악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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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mm.1-20 G Major

Allegro 

Moderato

4/4, 2/4

3/4

B mm.21-37
D 

Major(bm)
4/4

A' mm.38-45 G Major 4/4

3. 악곡 분석 및 연주방향 제안 

(1) 제 1곡: 서주(Introduzione)

서주는 총 45마디로, 비교적 짧은 길이의 구성을 보인다. 밝고 화

려한 분위기의 알레그로 모데라토(Allegro Moderato)로 시작되는 서

주는 4/4박자이며 G장조의 조성을 가진다. 몇 개의 주요 선율들이 

곡 전체를 통해 등장하며 그 선율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이 

곡의 형식은 A-B-A' 세 부분으로 나뉘며 A에서 제시되는 3가지의 

주선율은 동기(motive)나 음형들을 계속 반복하고 변주시키면서 진

행된다. 조성은 크게 원조, 원조의 딸림조, 그리고 다시 원조로 복귀

하는 진행이다. 다음은 서주의 전체적인 곡의 짜임새를 도표로 정리

한 것이다. (표 2)

    < 표 2 > 제 1곡의 짜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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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악곡 분석을 통한 연주방향 제안

못갖춘마디로 시작되는 제 1주제는 곡 전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등

장하면서 곡의 큰 특징적 부분을 차지한다. 마디 1-2에서 제시되는 

제 1주제는 마디 3-4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 1주제에서는 

붓점 리듬과 당김음이 돋보이는데, 그 음형은 이어지는 마디 3-4에서 

대칭을 이루어 제시되며 제1곡에서 총 3번에 걸쳐 등장한다. (악보 1)

< 악보 1 > mm. 1-4 : 제 1주제 선율과 반복

    마지막 박자에서 G장조의 딸림화음이자 D장조의 으뜸화음인 

D-F#-A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레 딸림화음과의 공통화음 전조가 일

어나는데, 이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의 전조 형태이다. 이처럼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적주의 시기의 음악에서는 고전적인 음악요소

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마디 1-4로 구성된 악구의 종지가 전통

적 음악어법을 통해 맞물려 등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첼로는 선율선의 윤곽이 잘 드러나도록 유의해서 연주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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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첼로의 주선율을 더욱 돋보이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무겁게 들리지 않게 가볍게 터치하여 연주할 필요가 있다. 

(악보1)의 [b]부분에서 피아노의 음형이 변화되었음을 눈여겨볼만 하

다. 이는 제 1주제 선율이 첼로에서만 등장하던 [a]부분과는 달리 피

아노에서 옥타브를 달리하여 동일한 선율이 등장하는 점에 착안할 

때 이는 주제를 강하게 인지시키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첼로 연주자는 정확한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15)과 고전적인 요

소들을 잘 살리기 위하여 리듬이 둔해지지 않게 연주해야 한다. 붓점 

리듬과 당김음을 잘 살려 연주하기 위해서는 활을 먼저 현 위에 올

려놓고 준비함으로써 그에 동반되는 정확한 소리를 내도록 한다. 

   마디 7-9까지 등장하는 제 2주제는 G장조의 딸림조인 D장조에서 

시작되며 선율의 움직임이 제 1주제와 동일하게 총 3번에 걸쳐 등

장한다. 제 2주제는 피아노와 첼로가 선율을 모방하여 주고받는 형

태로 등장하는데, 이 때 피아노는 강박에 오는 첫째, 셋째 화음의 

진행들을 특히 잘 살려 연주하고, 첼로는 피아노 코드(chord)를 들으

면서 연주하면 효과적이며, 두 연주자는 주제 선율의 이동을 인지해

가며 연주하는 것이 좋다. 또한 2도 간격으로 하행하며 동형 진행되

는 모티브들은 큰 프레이즈(phrase) 안에서 연주해야 선율이 유려하

게 들린다. (악보 2) 

15)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연속되고 있는 선율을 보다 작은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위에 어떤 형과 의미를 부여하는 연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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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3 > mm. 10-11 : 첼로의 내성

< 악보 2 > mm. 6-9 : 제2주제의 이동

  

마디 10-13에서 첼로의 내성에서 등장하는 제 3주제는 반주에서 등장

하는 당김음을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윗 선율에 있

는 외성인 A음보다 내성의 선율을 강조하여 연주해야 한다. (악보 3) 

  마디 11에 이르러서는 D장조로의 전조가 일어나면서 C#이 이끈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8세기 전통화성법에 의거하면, 한 조성의 으뜸음으

로부터 7번째 음에 해당하는 제 7음은 이끈음이라고 한다. 이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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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음으로 상행하며 해결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C#

이 이끈음의 역할을 하여 D장조의 으뜸음인 D로 상행 해결되면서 D장

조의 조성을 확립한다.

  마디 10-13에 걸쳐 등장하는 변박은 리듬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스트라빈스키 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사

용 된 변박은 (4/4 → 2/4→ 3/4→ 4/4)로 구성되는데, 이는 결국 일정

한 리듬을 반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악보 4) 이는 변박을 사용함

으로써 현대적 기법이 사용된 듯 효과를 주는 부분이다. 연주자는 작

곡가의 의도에 따라 변박이 되는 부분의 박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연주할 필요가 있다. 변박은 분할된 리듬과 함께 피아노와 긴밀히 맞

아야 하는 부분으로, 곡의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 악보 4 > mm. 10-13 : 변박과 제 3주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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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연주자가 이 패시지(passage)16)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악보에 

기보된 음가를 벗어나서 연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첼로에서는 

8분음표와 동시에 등장하는 16분음표로 구성된 리듬이 둔해지지 않

도록 첫 박에 등장하는 8분음표 음가를 간결하게 연주하여 피아노에

서 등장한 당김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당김음의 음형에 뒤

따라 나오는 제 3주제는 총 3차례 변주되어 등장한다.  

마디 13에서는 첼로의 더블 스톱(double stop)17) 음정관계가 6도

에서 3도로 변하고, 점차 크레센도(crescendo)18)되는데, 곧이어 등장

하는 피치카토(pizzicato)19) 주법과 함께 나오는 수비토 피아노(subito 

piano)20)로의 급작스런 음량 변화는 곡의 대조적인 악곡 형태를 보

여준다. 더블 스톱이 진행되는 텍스쳐(texture)21)는 무거운 것으로 피

치카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본 대조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연주 더블 스톱을 연주할 때 크레센도를 한 후, 

숨을 확실하게 쉬어주어야 수비토 피아노로 변화하는 다이나믹

(dynamic)22)의 극명한 대비를 줄 수 있다. 이처럼 청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악상변화의 사용과 대조 기법은 스트라빈스키의 음

악적 특징 중 하나이다. (악보 5)

16) 패시지(passage): 악곡에서 나타나는 짧은 부분으로, 프레이즈 보다는 길다.

17) 더블 스톱(double stop): 두 개의 줄을 동시에 소리내는 방법.

18) 크레센도(crescendo): 점점 세게.

19) 피치카토(pizzcato): 손으로 현을 뜯거나 퉁겨 소리 내는 방법.

20) 수비토 피아노(subito piano): 포르테(f)로 연주하다가 서서히 작아지지 않고 돌

연히 피아노(p)로 바꾸어 연주하는 것.

21) 텍스쳐(texture): 짜임새.

22) 다이나믹(dynamic): 셈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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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 > mm. 13-15 : 첼로의 더블 스톱과 숨표

   마디 30-31에서 등장하는 첼로의 음형은 마디 32-33에 피아노에

서 모방하여 등장한다. 선율선의 이동에 따라 첼로가 음형을 제시할 

때에는 선율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연주하며, 반대로 첼로가 배경의 

역할을 할 때에는 피아노가 선율을 더 크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쳐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두터워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곡의 클

라이막스이다. 연주자들은 f 와 p를 특히 잘 살려 마디 32-33에서의 

극단적인 다이나믹을 표현해야 하며, 특히 슬러 스타카토와 더블 스

톱 트릴(trill)23)을 정확한 박 안에서 연주해야 한다. (악보 6, 7) 

   마디 30-31에 첼로에서 나타난 패시지는 마디 32-33을 거치면서 

피아노와 결합되어 선율이 보여지는 양상을 보이며 거시적으로 두

꺼운 텍스쳐를 형성한다. 이 부분을 큰 형식에서의 A부분과 비교하

였을 때 음색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원곡이 편곡본인 2중주

보다 더 큰 편성인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악기들이 대화하듯이 주

고받는 형태를 표현한 음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

자는 이 곡에서 주제 선율의 위치와 역할을 잘 인식하고 연주해야 

한다. 34마디부터는 A'로 가기위한 G장조에서의 제 1주제 선율이 재

등장한다. A-B-A'라는 전통적 형식인 3부분 형식을 사용함으로 안정

감을 주면서 제 1곡은 끝을 맺는다.

23) 트릴(trill): 어떤 음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음과 2도 높은 음을 교대로 빨리 연주

하여 물결 모양의 음을 내는 장식음. “tr.”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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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 > mm. 28-35 : 선율선의 이동

  

< 악보 7 > mm. 32-33 :  슬러 스타카토 , 더블 스톱 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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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곡: 세레나타(Serenata)24)

세레나타는 페르골레지의 오페라 《플라미니오》(II flaminio)25)의 아

리아를 소재로 한 곡이다. (악보 8) 페르골레지의 곡에서 볼 수 있듯 

바이올린, 첼로, 테너가 함께 나오는 아리아의 한 부분에서 d단조에서

의 테너의 선율선이 제 2곡에서 첼로에서 차용되어 연주된다. 제 2곡

은 전 곡 중 빠르기가 Larghetto26)로 가장 느리며 첫 곡과는 다르게 

단조의 조성을 위주로 하고, 제 1곡과 대조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느린 박자와 함께 첼로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이 곡

에서는 아리아의 서정적인 선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총 

세 번에 걸쳐 주제 선율이 제시되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

된다. 총 32마디로 구성되는 c단조의 곡이며 전체적인 형식구조는 

A-B-A' 형식이다. 리듬적으로는 시칠리아 무곡 리듬27)이 곡 전체를 

이끌어 간다. 단락A에서 주제 선율이 제시되며, 이 주제 선율은 곡 

전반에 걸쳐 세 차례 발전되고 반복되며 나타난다. B단락에서는 c단

조의 나란한조인 E♭장조로 구성되며 A'에서 다시 원조(c단조)로 돌

아온다. 다음은 제 2곡의 형식적인 구조를 명시한 표이다. (표 3)

24) 세레나타(Serenata): 일반적으로 18세기의 소규모 오페라용으로 특수한 극적 성

악양식을 가리키지만 이 곡에서의 의미는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로 쓰였다. 세레나

데는 이태리어의 ‘Sera(저녁, 밤)’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25) 플라미니오 《Pergolesi: Il flaminio》: 페르골레지의 오페라.

26) 라르게토(Larghetto): 라르고(Largo)보다 조금 빠르게 연주, 아다지오(Adagio)보

다는 느린 속도.

27) 시칠리아나(Siciliana): 6/8,12/8박자의 이탈리아 춤곡, 론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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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 제 2곡의 악곡 구조 

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mm.1-13⒜ c minor

Larghetto 12/8
B

mm.13⒝ - 

23⒜
E♭ Major

A' 
mm.23⒝ - 

32
c minor

(2)-1 악곡 분석을 통한 연주방향 제안

마디 1-3에서 나타나는 제 1주제는 시칠리아나 무곡의 리듬형을 

연상시킨다. (악보 8) 이 주제선율은 마디2-3에서 같은 리듬으로써 

반복되는 듯 하나, 화성이나 음정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고 있으며 

총 3번에 걸쳐 등장한다. 이 주제선율의 전개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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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8 > Mentre L'erbetta pasce l'agnella "II Flaminio" 中 아리아

  마디 1-3에서는 첼로가 c단조에서 주제선율을 연주하며, 마디 10(후

반부)-13마디(전반부)에서 재등장하는 주제선율은 앞서 등장한 주제선율

과 동일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옥타브 위에서 등장한다. (악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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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9 > mm. 1-2 : 제 1주제

   다이나믹은 p에서 pp로 변화하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부 또한 다이나믹에서의 동일한 변화를 갖는다. 곡 처음부분에

서 피아노 주선율에서 나오는 점 4분음표의 베이스 선율과 32분음

표의 피아노 윗 성부로 구성된 오스티나토적 음형은 마디 9에 이르

러서는 텍스쳐가 얇은 형태의 점 4분음표와 8분음표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분위기의 전환에 유의하여 연주자들은 연주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연주자들은 제 1주제 선율이 변형하

면서 발전하는 것을 악보에서 찾아내면서 선율의 윤곽을 잘 전달하

며 노래하듯 연주해야 한다. 마디 9에서는 수비토 피아노가 등장하

는데, 급작스러운 다이나믹의 변화와 악센트를 표현하기 위해 첼로 

연주자는 시작음인 C음에서 옥타브 위의 C로 이동할 때 반드시 미

리 활의 위치를 활 팁(tip)쪽으로 가져다 놓고 현 위에 예비한 후 연

주한다. 이는 피아노에서 등장하는 주선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악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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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0 > mm. 9-11 : 수비토 피아노와 첼로의 연주방법 제안

   마디 15에서는 ‘espressivo’28) 나타냄말과 함께 더블 스톱으로 

연주해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1곡에서의 더블 스톱과도 마찬가

지로 선율을 화성적으로 보강하고 더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클라이

막스를 연출한다. (악보 11) 이를 위해 첼로 연주자는 활을 사용할 

때 최대한 현에 밀착하여 긋되 활의 양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드럽고 

풍부한 소리로 연주하도록 한다. 이 때 두 현의 무게가 적절한 균형

을 유지하여 윗 성부에 나오는 선율이 청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붓점 리듬이 잘 살 수 있도록 활 스피드의 적절한 배

분이 요구된다. 마디 17에서 등장하는 악센트(accent)29)가 붙은 스타

카토(staccato)30)와 이어 나오는 수비토 피아노는 다이나믹에 급작스

런 변화를 주며 극명한 대비를 자아낸다. 약박에 악센트를 배치하는 

기법을 이용한 이 부분은 스트라빈스키의 독특한 리듬 어법을 보여준

다. 청중들에게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흥미를 유도하며 연주한다. 

28) espressivo: 표정을 풍부하게.

29) 악센트(accent): 악곡의 특정한 자리가 강조되어 어떤 음을 다른 음보다 크고 힘 

있게 내는 방법.

30) 스타카토(staccato): 악보 상에서 음을 연주할 때 한 박자를 절반 정도의 길이로 

끊어서 연주하는 방식. 음표 바로 위나 아래에 작은 점(ㆍ)을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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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1 > mm. 15-17 : 첼로 주법 (더블 스톱)과 나타냄말, 악상기호

   마디 17-18에서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악보에 약한 

점선 처리를 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 구간은 12/8로 보기보다 9/8와 

12/8, 그리고 3/8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변박의 느낌을 줌으로

써 스트라빈스키가 전통적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현대적 느낌을 주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2) 

   

< 악보 12 > mm.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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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17에서는 수비토 피아노로 연주되는 마지막 박자는 악센트

가 사라지고 장식음이 반음 트릴로 바뀌는데, 보다 확실한 대비를 

위하여 악곡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마디를 끊어서 연주해야 한

다. 이것은 악보 상에서는 박자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절 분할

에 관한 작곡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박자가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여 연주한다. 이렇듯 전 악장에 걸쳐 자주 사용된 변

박과 변박을 의도한 기법들의 사용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적 특징

을 잘 드러내준다.

   마디 23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선율은 피아노에서 시작되며, 원곡

에서는 사용된 바이올린에서 등장하는 근음을 첼로가 32분음표 오

스티나토적 음형으로 연주하며 배경적 역할을 한다. (악보 13) 주로 

피아노에서 표현되었던 오스티나토의 형태가 마디 23-26에서 첼로

라는 악기에 알맞게 살탄도(saltando)31) 주법을 이용하여 재현됨을 

볼 수 있다. 이 때 첼로는 배경(혹은 반주)의 역할을 한다. 살탄도와 

하모닉스 주법을 포함한 이 프레이즈는 첼로의 타악기적 주법을 요

구한다. 피아노에서는 주선율이 연주되어지며, 선율을 최대한 아름

답게 연주하여 곡의 흐름을 유려하게 이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나타난 주선율의 반복을 통한 변주는 곡의 통일성과 다양성 두 가

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31) 살탄도(saltando):  활을 현위에서 튕기면서 각 음을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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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3 >  m. 23 : 첼로주법 (살탄도・하모닉스)

   

   살탄도 연주 기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스피카토(spiccato)32)로 

효과를 내기위해 활을 현위 떨어뜨려 튀기면서 각 음을 스타카토로 

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첼로는 피아노에서 나오는 주

선율을 잘 드러나도록 튀지 않는 배경의 역할을 해야 한다. 32분음

표로 구성된 8개의 살탄도의 리듬이 밀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하고 탄력 있게 연주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활 끝으로 갈수록 소

리가 작아질 수 있으니 그 점에 유의하며 활 끝으로 무게를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32) 스피카토(spiccato): 현악기를 연주할 때, 손목을 움직여 활을 튀게 함으로써 음

을 가늘고 짧게 끊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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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하모닉스(artificial harmonics)33)의 연주기법 또한 살탄도

와 동시에 사용하는데, 첼로 연주자는 왼손 준비와 함께 정확한 박

자로 3번 손가락 운지를 하며 높게 도약하는 G음정을 명확하게 나

오게 해야 한다.

   제 2곡의 마지막 부분인 마디 32에 등장하는 피치카토와 동시에 

등장하는 하모닉스 피치카토는 왼손이 운지하고 있는 하모닉스와 

오른손이 현을 뜯는 피치카토 주법이 음악적인 타이밍 안에서 동시

에 현에서 손이 떨어져야 울림이 풍성하게 난다. 또한 피치카토의 

울림이 마칠 때까지 왼손의 동작도 함께하여 음악적으로 연출해야 

한다. 이는 서정적인 세레나데의 여운을 남기면서 곡을 마무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악보 14)

< 악보 14 > m. 32 : 첼로 연주법 ( 피치카토 , 하모닉스 )

  

33) 인위적 하모닉스(artificial harmonics): 개방현이 아닌 운지를 짚은 상태에서 터

치하여 하모닉스를 내는 방법. 위의 악보상에서는 운지음에서 5도위를 터치해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운지음보다 13도 위의 음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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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곡: 아리아(Aria)34)

아리아는 알레그로(Allegro)35) 알라 브레베(Allegro alla breve)36)와 

라르고(Largo)37)가 결합되어 구성된 A, B로 나눠진 2부분 형식을 취

하고 있다. 빠르고 강한 알레그로 알라브레베와 부드럽고 표현적인 

선율이 주를 이루는 라르고가 결합되어 빠르기에서의 대조성이 나

타난다. G장조에서 시작하며 E♭장조로 바뀌는 조성 진행을 가지고 

있다. 제 2곡에서 언급하였듯 제 3곡 역시 페르골레지의 오페라《플

라미니오》의 아리아를 소재로 한다. 제 3곡의 앞부분에서는 첼로의 

활기찬 피치카토로 전주가 시작되며, 마디 4부터 마디 10에 이르는 

피치카토와 아르코(arco)38)로 연주되는 부분은 마치 바로크시대의 협

주곡을 연상시킨다. 두 번째 부분인 라르고는 3/8박자로 구성되며 

옥타브 트레몰로(tremolo)39) 주법으로 시작되는 곡이다. 아래의 표는 

제 3곡인 아리아의 구조를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표 4) 

34) 아리아(aria):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에서 나오는 선율적인 독창부분.

35) 알레그로(Allegro):  빠르고 경쾌하게.

36) 알라 브레베(alla breve): 2분의 2박자로. 

37) 라르고(Largo): 느리고 장중하게.

38) 아르코(arco): 활로. 현악기의 pizzicato 후에 다시 활로 연주하라는 지시.

39) 트레몰로(tremolo): 음 또는 화음을 빨리 떨리는 듯이 되풀이하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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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A

(전주포함+종

결구)

mm.  

1-107
G Major

Allegro 

alla breve
2/2

B

(Codetta포함)

mm.  

108-176

E♭Major

e♭minor 
Largo 3/8

< 표 4 > 아리아 악곡 분석

(3)-1 악곡 분석을 통한 연주방향 제안

첼로의 힘찬 피치카토 전주로써 곡이 시작된다. 마디 1-3은 전주에 

해당하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디 4-10에서는 피아노가 제 1주제를 연

주하는데, 이는 당김음을 포함한다는 특징적 리듬을 갖는다. (악보 15)

< 악보 15 > mm. 1-6 아리아 도입부 (전주, 당김음 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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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6 > mm. 127-138 : 리듬패턴 (거시적 2:3)

   이 곡은 전체적으로 5개의 독립된 모음곡의 형태를 이루지만 각

각의 곡에 순서를 두고 배치한 것에는 작곡가의 의도가 숨어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풀치넬라 극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희극적 결말로 끝을 맺는 내용을 마지막 미뉴엣 피날레에서 화려한 

끝맺음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빠른 템

포로 진행되면서도 피아노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음형과 첼로의 

기법의 환상적인 융합으로, 이 곡은 큰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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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세계는 작곡 경향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제 2기에 해당하는 ‘신고전주의’시기는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생애와 그

의 음악사조 중 하나인 신고전주의 음악적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 시기의 대표작 중 하나인 《Suite Italienne》을 분석하고, 연주방

향을 제시하였다.

   《Suite Italienne》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Pulcinella》를 

편곡한 곡으로, 신고전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Suite 

Italienne》의 원곡인 《Pulcinella》 역시 바로크 시대 작품들의 전통

적 음악어법 요소와 형식을 20세기 현대어법에 접목시켜 작곡한 곡

이다. 풀치넬라의 편곡본은 총 7개 존재하는데,  1932년에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Suite Italienne》는 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Suite Italienne》분석한 결과, 

이 곡이 신고전주의의 음악적 특징인 전통적 음악어법과 현대 어법

의 혼합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 곡은 구성부

터 전통적 음악어법을 차용한 형태로 되어있다. 바로크 춤곡 형식으

로 된 모음곡 형태를 띠며 총 5곡의 구성을 이룬다. 각각의 곡들은 

고전적인 2부분 형식(A-B), 또는 3부분 형식(A-B-A')을 취하며, 대부

분 규칙적이고 단순한 음형으로 곡 전체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성이나 화성 역시 전통적 음악어법을 따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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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현대어법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18세기 화성학에 기초한 

조성의 확립이 일어남 등이 있다. 주요 3화음이 흔히 등장하며 특히 

조성을 확립하는 으뜸화음(I)과 딸림화음(V)의 사용이 Ⅴ- I 의 진행

을 보이며 자주 정격종지(PAC)로써 실현되고 있다. 이는 18세기의 

화성학에 의거한 고전적 요소로서 곡의 완결성을 더하고 안정성을 

더해준다. 화성학에 의거한 정격종지는 연주자로 하여금 주제나 곡

의 형식을 쉽게 파악하게 해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전조나 주제 요

소를 파악하는 등 전통적, 고전적 방법들을 통하여 곡을 분석하는 

것은 연주자가 곡의 각각의 섹션에서 어떻게 프레이즈를 형성할지

에 큰 영향을 준다. 

   화성적 측면에서는 3화음 위에 음을 첨가함으로 새로운 화음들

을 만들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는 20세기 

현대적인 요소의 적절한 수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리듬은 비교

적 단순한 편이나, 스트라빈스키의 특징적인 리듬어법인 당김음의 

사용으로 인한 강세의 변화와 불규칙한 리듬이 자주 나타나는 점에

서 찾을 수 있다. 선율에 있어서는 각 곡의 주제가 모방기법을 활용

하여 확대 또는 축소되어 등장하는 대위법적인 면이 나타나는 점에서 

바로크적 요소를 차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베이스 라인에서 보이는 

오스티나토 리듬이나 지속음 등 또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어법을 반영

했음을 알 수 있다. 

   연주자들은 앞서 언급한 대위법적 진행에 따른 주제 선율의 흐

름을 이해하고 연주해야한다. 특히 첼로와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주

고받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연주함은 청자들이 선율선의 흐름을 

따라가며 청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선율선을 따라가던 

청자들은 곡 진행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의 악센트나 헤미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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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박 등으로 인해 모호한 박자감이 유발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데, 연주자는 이를 미리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좋다. 이는 

익살스러운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자

칫 단조로울 수 있는 연주 전체 흐름에 생기를 실어준다. 곡 전체적

으로 나타나는 당김음의 흔적과 붓점 리듬의 사용, 단순하면서도 다

양한 음형은 스트라빈스키 작품의 특징들이므로 잘 드러내며 연주

하도록 한다.

   첼로의 연주 기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혁신적인 현대주법은 

나타나지 않으나, 신고전주의적 음악 특성상 고전적 음악 형태가 모

태가 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곡에 등장하는 살탄

도, 잦은 트릴, 글리산도, 피치카토 하모닉스, 아르코 피치카토, 트레

몰로 등 다양한 연주 기법들을‘신고전’다운 새로운 음색과 음향

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주 해야한다.

   이 곡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법과 나타냄말, 악상기호 등은 각주

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연주자들은 각각의 것들을 잘 숙지하

고 표현하면서 효과적인 연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음

색적 측면을 고려한 보잉이나, 왼손 주법, 피치카토 주법 등 구체적

인 테크닉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고전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

이 종합되었을 때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작품경향 시기의 작

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오늘날 연주자와 청취자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근래의 많은 연주자들은 연주의 기술(테크닉)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연주 기교 뿐 만 아

니라 곡의 구성, 짜임새를 알아보는 등 곡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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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작곡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연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주방향 제안이 이 곡뿐만 아니라 

스트라빈스키의 작품들을 공부하는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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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and performance 

guidance of Igor Stravinsky

《Suite Italienne》

for Violoncello and Piano

Eunju Jung

Department of Music, cell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0th century, there was an unparalleled diversity of 

cultures and arts. The music that represents the twentieth century 

clearly reveal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that can 

not be defined, and the various musical tides include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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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ism, which shows a mixture of traditional and new styles. 

Some Romantic composers, who are opposed to the subjectivity of 

interpretation and 'emotional overload', are again interested in the 

traditional style of classics.

Neo Classicalism as a form of combination of traditional forms 

and new modern music techniques by composers such as Igor 

Stravinsky (1883-1971), Sergey Prokofiev (1891-1953), and Paul 

Hindmith (1895-1963) It become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20th century. Stravinsky is a Russian - born composer who has 

various musical tendencies throughout the 20th century. His diverse 

musical tendenc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ive periods, the 

first being Russian Nationalism (1882-1913), the second being Neo 

Classicism (1913-1951), the third being It is Serialism. (1951-1971).

In this paper, we analyze Stravinsky's "suite italliene" and 

propose an efficient performance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Suite italliene" is an arrangement of Stravinsky's "pucinella" with 

cello and piano. This work is a collection of five songs and 

neoclassical tendency appears.

《Suite Italienne》 for Violoncello and Piano" shows the 

simplicity of the form by taking the classic and traditional forms of 

the two parts (A-B) and the three parts (A-B-A).

Many musical elements, such as melody, rhythm, and beat, 

reveal that they have borrowed music from the past. Many of 

today's players tend to focus only on the technique of the 

performance, bu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music in dept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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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good performance. This process can lead to more effective 

performance. I hope that this suggestion of this paper will help 

musicians who study Stravinsky's works as well as "Suite Italienne"

Key Words : Igor Stravinsky , Suite Italienne

Student Number : 2013-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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